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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L® 4349
300mm(12인치) 2웨이 스튜디오 모니터

사용자 설명서



2

소개
JBL® 4349 2웨이 스튜디오 모니터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BL은 70년 이상 전세계 콘서트 홀, 레코딩 스튜디오 및 영화관에 오디오 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고의 레코딩 아티스트와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믿고 선택해 온 브랜드입니다. 4349는 가정용으로 새롭게 설계된 JBL 스튜디오 모니터 제품군에 속하는 대형 북쉘프/모
니터스피커 입니다. 새 라우드 스피커에서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본 지침을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구성품
JBL 4349 박스 구성:
• 라우드 스피커 1개
• 그릴 1개(사전 설치)
• 사용자 설명서 1부

배송 중 손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대리점에 즉시 알리십시오.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자와 포장재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
다.

배치 및 위치 선정
주의: 4349의 무게는 37.7kg(83lb)입니다. 선반, 스탠드 또는 특수 구조물은 108.9kg(240lb)을 지탱할 정도로 튼튼한 것이 좋습니
다. 선반이나 플랫폼 위에 스피커를 배치하기 전에 스피커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의 최종 위치를 정하기 전에 실내를 살핀 뒤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배치를 고려하십시오.

>50cm
(20in)

>50cm
(20in)

6~8피트
1.8~2.4m

40°~60°

청취 위치

파워 앰프, 열 조정 장치 또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 기타 물체 근처에 스피커를 배치하지 마십시오. 매우 습하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 스피
커를 배치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이 비치거나 기타 강한 빛에 노출되는 곳에 스피커를 배치하지 마십시오.

최상의 결과를 위해 스피커를 1.8~2.4m(6~8피트) 간격을 두고 배치하십시오. 스피커의 간격을 더 많이 두고 배치할 경우 스피커 각도
를 청취 위치로 맞추십시오.

청취자와 각 스피커 사이 각도가 40~60도일 때 스피커가 가장 정확한 스테레오 사운드 스테이지를 구현합니다.

혼(horn)의 중심이 귀 높이 정도에 오도록 각 스피커를 배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피커가 벽면 또는 구석과 가까울수록 저음 출력이 증가합니다. 최상의 성능을 위해 스피커를 옆 벽면에서 최소  
50cm(20인치) 떨어트려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4349는 스피커가 위를 향하도록 하는 옵션 JBL 금속 스탠드(모델 JBL JS-120, 별매)를 사용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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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주의: 연결하기 전에 시스템의 모든 전기 구성품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AC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올바르게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스피커와 앰프에는 해당 양극 및 음극(�+� 및 �-�)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4349에는 두 세트의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금도금된 점퍼 스
트랩은 단자를 서로 연결합니다. 단자는 �+�와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 단자에는 빨간색 링이 있으며 �-� 단자에는 검은색 
링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4349는 �+�(빨간색) 단자의 양극 전압이 스피커 변환기를 밖으로(실내 쪽으로) 움직이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극성이 표시된 고품질 스피커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솟은 부분 또는 기타 표시가 있는 전선 측면이 일반적으로 양극(�+�)으로 
간주됩니다.

올바른 극성이 되도록 앰프 또는 리시버 뒷면의 좌측 및 우측 채널 �+� 단자를 각 스피커의 해당 �+�(빨간색)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검은색) 단자도 유사한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리시버 또는 앰프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여 연결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기본 단일 전선 연결:
아래 그림처럼 앰프를 각 스피커에 연결합니다. 스피커의 단자 세트 중 어떤 단자 세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참고: 스피커 전선 연결 시 단
자 두 세트 사이의 점퍼 스트랩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리시버 또는 앰프

스피커 커넥터 패널

중요: 극성을 바꾸어 연결하지 마십시오(예: �+�를 �-�에 연결하거나 �-�를 �+�에 연결하지 말 것). 극성을 바꾸어 연결할 경우 스테레오 
음상이 줄어들고 저음 성능이 약해집니다.

4349의 금도금 스피커 단자는 비피복 전선, 스페이드 커넥터, 핀 커넥터, 바나나 커넥터 등 다양한 전선 커넥터 유형을 수용할 수 있습
니다.

www.jblsynthe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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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복 전선 또는 핀 커넥터 사용:

A. 캡 나사 풀기 B.  포스트의 구멍으로 비피복 
전선 또는 핀 커넥터 삽입

C. 캡을 조여 전선 고정

중요: (+) 및 (-) 전선 또는 핀이 서로 닿지 않도록, 다른 단자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선이 닿으면 합선이 발생하여 리시버 또는 앰프
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비피복 전선을 단자 축에 감아준 다음 캡을 조여 전선을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탭을 조인 후 점퍼 스트랩을 각 단자 사이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스트랩이 느슨하면 스피커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페이드 커넥터 사용:

A. 캡 나사 풀기 B. 포스트에 스페이스 커넥터 
날 삽입

C. 캡 조이기

중요: (+) 및 (-) 스페이드 커넥터의 날이 서로 닿거나, 다른 단자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날이 닿으면 합선이 발생하여 리시버 또는 앰
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탭을 조인 후 점퍼 스트랩을 각 단자 사이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스트랩이 느슨하면 스피커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나나 커넥터 사용:

A. 캡 조이기 B.  캡의 구멍에 바나나 커넥터 삽입

주의: 점퍼 스트랩이 각 단자 사이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캡을 조여야 합니다. 스트랩이 느슨하면 스피커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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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배선 및 바이 앰프 연결:
이중 배선 또는 바이 앰프 작동을 위해 JBL 4349 스튜디오 모니터의 단자 컵에서 점퍼 스트랩을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스트랩을 떼어내면 저주파 및 고주파 크로스오버의 입력만 서로에게서 분리되고 별도의 드라이버 유닛을 위한 커스텀 크로스오버의 전
체적인 보호 기능과 주파수 조정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의: 점퍼 스트랩이 부착된 상태에서 이중 배선 방식으로 스피커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앰프의 심각한 손상, 개인 상해 또는 기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에서 점퍼 스트랩 제거

고주파 연결

저주파 연결

4349 연결 어셈블리에는 점퍼 스트랩으로 연결되는 두 세트의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위쪽의 단자 세트는 압축 드라이버용이며, 아래쪽 
단자 세트는 우퍼용입니다.

이중 배선
동일한 앰프 채널에서 서로 다른 두 전선에 의해 스피커의 고주파 및 저주파 입력이 발생되면 앰프와 스피커 시스템이 이중 배선된 것입
니다. 연결에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전선이 사용됩니다. 고전류 용량 전선 또는 사용자에게 베이스 음이 더 좋게 들리도록 하
는 전선은 주로 저주파에 사용되며, 낮은 인덕턴스 전선 또는 사용자에게 트레블 음이 더 좋게 들리도록 하는 전선은 고주파에 사용됩니
다. 두 전선 모두 동일한 앰프 출력에 연결됩니다. 이 전선을 사용한 결과 사운드가 꽤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JBL 4349를 이중 배선하려면 다음 그림에 따라 스피커를 연결하십시오.

좌측 스피커

앰프

고주파 연결

저주파 연결

고주파 연결

저주파 연결

우측 스피커

www.jblsynthe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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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배선 및 바이 앰프 연결(계속):

바이 앰프 배선

앰프의 한 채널이 고주파에 사용되고 다른 채널은 저주파에 사용될 때 앰프와 스피커 시스템은 바이 앰프 연결된 것입니다. 2웨이 스피
커 1개가 스테레오 앰프의 두 채널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대역폭에 더 잘 맞는 앰프 채널과 전선을 선택하면 사운드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JBL 4349를 바이 앰프 배선하려면 다음 그림에 따라 스피커를 연결하십시오.

저주파 연결저주파 연결
고주파 연결

고주파 연결

앰프 1

앰프 2

우측 스피커좌측 스피커

어느 경우이든 4페이지의 기본 단일 전선 연결에 나온 여러 커넥터 유형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참고: 다양한 스피커 전선 및 연결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JBL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제어부 / 조절부
4349에만 우퍼와 압축 드라이버가 있지만, 고급 크로스오버에는 단계별 전면 패널 조절부가 있어 고주파(HF) 범위 및 초고주파(UHF) 
범위를 우퍼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 트림 초고주파 트림

이와 같은 제어부를 사용하여 실내 음향 또는 개인 취향에 따라 스피커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공장 출고 시 응답으로 
되돌리려면 제어부를 �0dB�로 설정하십시오.

대부분의 스피커와 마찬가지로 4349에는 최적의 성능으로 �길드는 데� 몇 주가 걸리는 서스펜션을 가진 변환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퍼, HF 트림 레벨 및 UHF 트림 레벨 간의 밸런스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HF 및 UHF 제어부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피커 관리
• 캐비닛을 깨끗한 마른 천으로 닦아 먼지를 제거합니다 . 젖은 천으로 닦으면 캐비닛 마감에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벤젠 , 페인트 

희석제 또는 알코올과 같은 휘발성 액체를 캐비닛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캐비닛 근처에서 살충제를 분사하지 마십시오 .
• 그릴 직물에서 먼지를 제거하려면 진공 청소기 흡입 정도를 약하게 설정하여 사용하십시오 .
• 그릴 색상이 바래거나 고르지 않게 될 수 있으니 그릴을 물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
• 우퍼 콘의 표면에 먼지가 낀 경우 마른 상태의 부드러운 캘리그라피용 붓이나 미술용 붓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십시오 . 젖은 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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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JBL® 4349 STUDIO MONITOR

스피커 유형: 2웨이 대형 북쉘프/모니터

저주파 변환기: 300mm(12인치) JW300PG-8 퓨어 펄프, 저왜곡 우퍼

고주파 변환기: 38mm(1.5�) D2415K 이중 다이어프램 압축 드라이버

최대 권장 앰프 출력: 25-200W RMS

주파수 응답(-6dB): 32Hz~25kHz

민감도(2.83V@1m): 91dB

공칭 임피던스: 8Ω

크로스오버 주파수: 1.5kHz

인클로저 유형: 듀얼 플레어 전면 방사 포트를 통한 베이스 리플렉스

입력: 크로스오버 섹션마다 듀얼 금도금 5웨이 바인딩 포스트

치수(높이 x 너비 x 깊이): 그릴 포함 737mm x 445mm x 343mm(29� x 17-1/2�x 13-1/2�)

중량: 37.7kg(83lb)

마감: 월넛 또는 블랙 월넛 우드그레인 베니어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的电子电气产品上将印有“环保使用期”(EPuP) 符号。
圆圈中的数字代表产品的正常环保使用年限。

产品中有害物质的名称及含量

部件名称

框体
零部件

附件

外壳，面板，背板等
喇叭，电容，连接器

连接线，说明书，包装等

目标部件
有害物质或元素

铅 汞 镉 六价铬 多溴联茉 多溴二苯醚

本表格依据 SJ/T 11364 的规定编制
表示该有害物质在该部件所有均质材料中的含量均在 GB/T 26572 规定的限量要求以下。
表示该有害物质至少在该部件的某一均质材料中的含量超出 GB/T 26572 规定的限量要求。

www.jblsynthe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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